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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연합회 청소년부

우리가 지금 이 순간 스스로를 “유익하다” 또는 “무익하다”고 여기는 것과 상

관없이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진다. 그대가 뭐라고 말하든 무엇을 하

든 상관이 없다.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받게 되면, 우

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을 위해 무엇인가 행하거나 말하게 된다. 오네시

모가 완벽해졌다는 것은 아니다. 하지만 그는 바울에게 최선을 다했다. 그리고 

그것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큰 도움이 되었다. 오네시모는 성경 말씀에 영원

히 기록되었다. 왜냐하면 그는 감옥에 갇힌 늙은 남자를 위하여 소금과 빛의 

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.

www.ay.or.kr



2012 청소년부  월별  행사
2012. 
2 기

No 행  사  명 기  간 장  소

1 ACT 겨울 LT 수련회(전반기) 1.12(목)-14(일) 사슴의 동산

2 37기 천명 선교사 귀국자 수련회 1.27(금)-29(일) 동중한/사슴의 동산

3 캠퍼스 전도 동아리 구축 위한 순회지도 3월 중/9월 중 각 지역 캠퍼스 별

4 춘계 청소년 기도주일 3.10(안)-17(안) 각 교회

5 지역 선교협의회 청소년 담당 목회자 수련회 4.23(월)-25(수) 노목 과학관

6 40기 천명 선교사 발대식 및 수련회 5.4(금)-5.6(일) 서중한/삼육대학교

7 EBS 문화원 지도자 세미나 5.14(월)-17(목) 합회교육관

8 재한 외국인선교사 수련회 5.18(금)-20(일) 마달피삼육수련원

9 청소년부장 협의회(전반기) 5.30(수)-31(목) 광주

10 천명선교사 헌금일 6.9(안) 각 교회

11 40기 천명선교사 파송 6.24(일) 필리핀

12 전국 대학생 여름 수련회 6.22(금)-25(월) 마달피삼육수련원

13 삼육대, 삼육 초중고 교사 지도자급 수련회 7.6(금)-8(일) 노목 과학관

14 38기 천명 선교사 귀국자 수련회 8.3(금)-5(일) 서중한/사슴의 동산

15 NSD 캠포리 8.7(화)-12(일) 삼육대학교

16 ACT 여름 LT 수련회(후반기) 8.16(금)-19(일) 청도연수원

17 제5회 교회음악지도자 세미나 합회별 합회별

18 청소년부장 협의회(후반기) 9.3(월)-4(화) 영남합회

19 41기 천명 선교사 발대식 및 수련회 11.2(금)-4(일) 동중한/사슴의 동산

20 41기 천명 선교사 파송 12.30(일) 필리핀

21 Pathfinder 지도자 양성 Academy 5-6월, 9-10월 각 합회별

22 학교 및 각 교회 향상급 수료식 11월-12월 각 학급 및 교회


